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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arious aging treatments were conducted on AISI 630 martensitic precipitation hardening stainless steel
in order to optimize aging condition. Aging treatment was carried out in the vacuum chamber of Ar gas
with changing aging temperature from 380oC to 430oC and aging time from 2h to 8h at 400oC. After obtaining
the optimized aging condition, several nitrocarburizing treatments were done without and with the aging treat-
ment. Nitrocarburizing was performed on the samples with a gas mixture of H2, N2 and CH4 for 15 h at
vacuum pressure of 4.0 Torr and discharge voltage of 400V. The corrosion resistance was improved noticeably
by combined process of aging and nitrocarburizing treatment, which is attributed to higher chromium and
nitrogen content in the passive layer, as confirmed by XPS analysis. The optimized condition is finalized
as, 4h aging at 400oC and then subsequent nitrocarburizing at 400oC with 25% nitrogen and 4% methane
gas for 15h at vacuum pressure of 4.0 Torr and discharge voltage of 400V, resulting in the surface hardness
of around 1300 HV0.05 and α'N layer thickness of around 11 µm respectively.

Keywords: AISI 630 martensitic precipitation hardening stainless steel, α’N layer, Corrosion resistance, low
temperature plasma nitriding, aging

1. 서 론

마르텐사이트계 석출경화형 스테인리스강은 높은

강도, 높은 인성 및 우수한 내식성의 특성을 모두

보유하므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매

력적인 철강재료이다. 이 강은 상온 바로 위의 Mf

를 가지고 있는 저탄소 체심입방체(b.c.c) lath 마르

텐사이트로 구성되어 있다. 탄소함량이 낮기 때문

에 매트릭스는 미세한 Cu석출물을 생성시킴에 의

하여 강화되어 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 미세

한 석출물의 특성은 TEM으로 분석할 수 있지만,

광학현미경 및 SEM에 의해 이들 석출물을 확인하

는 것은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1].

오일 필드 밸브부품, 화학공정 장비, 항공기 피팅

부품, 펌프, 원자로 부품, 원심 압축기의 미사일 피

팅 및 로터를 포함한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마르텐

사이트계 석출경화형 스테인리스강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적용분야의 경우

표면특성을 추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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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너(fastener), 스프링, 볼 베어링 체인, 밸브 및

기어에는 표면경도의 향상이 필요하고 외과 및 치

과기구, 압력용기, 스팀 및 가스 터빈에는 내식성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마르텐사이트계 석출경화

형 스테인리스강의 적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므로 첨단 표면

공학 기술을 마르텐사이트계 석출경화형 스테인리

스강에 적용하고 있다[2,3].

플라즈마질화는 진공용기 안에서 처리부품이 음

극으로 작용하고 진공용기 벽은 양극으로 작용하는

플라즈마 보조 열화학공정이며, 재료표면을 성공적

으로 개조시키는 기술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

온충돌은 처리부품을 가열하고 표면을 깨끗하게 하

며 질소 활성종(active species)을 제공하여 부품표

면으로 침투하게 한다. 그 결과, 처리부품의 경도

및 하중지지력이 향상될 수 있다. 1980년대 중반에

저온질화에 의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표면에서 질소가 과포화된 확장 오스테나이트 상

(γN 또는 S상) 층이 얻어졌다. 그 이후로 질화 및

침탄의 혼합 공정인 플라즈마침질탄화(Plasma

Nitrocarburizing), 플라즈마침지 이온주입(plasma

immersion ion implantation) 및 침탄과 같은 저온

열화학공정이 모두 연구되었다[8-10]. 이러한 처리

는 다양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표면에

우수한 특성을 지닌 질소 및/또는 탄소가 과포화된

확장 오스테나이트 상(S상)을 성공적으로 생성할 수

있어서 표면경도, 내마모성 및 내식성을 동시에 향

상시킬 수 있다. 또한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에 대한 저온 침질탄화처리가 S상 층 두께 증가,

하중 지지력 향상 및 처리온도 감소로 인해 유리하

다는 것이 밝혀졌다[4,5,6].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에 대한 연구와는

달리 마르텐사이트계 석출경화형 스테인리스강의

저온 열화학처리에는 관심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마르텐사이트계 석출경화형 스테인리스강에 대하여

다양한 질화처리 공정을 적용한 영향에 대해 수행

된 연구는 많지 않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의 “S상”과 같이 마르텐사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의

경우 형성된 층은 “α'N 층”(질소가 과포화된 확장

마르텐사이트 층)이라고 한다. 플라즈마질화, 침탄

및 침질탄화처리(NC)를 적용하여 표면경도 및 α'N
층 두께에 대한 좋은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이 모

든 경우에 있어서 질화처리 도중에 CrN이 형성되

기 때문에 내식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AISI 630 마르텐사이트계

석출경화형 스테인리스강에 플라즈마침질탄화 처리

시 플라즈마질화 처리와 비교하여 시편의 내식성은

더 좋아지나, α'N 층의 두께를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다[7,8].

따라서 이 논문의 주요 목적은 AISI 630 마르텐

사이트계 석출경화형 스테인리스강의 침질탄화 처

리에 대한 시효처리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

히, AISI 630강의 부식 거동, α'N 층 두께 및 표면

경도에 대한 시효처리 효과를 조사하는 것이 목표

이다. 따라서 플라즈마침질탄화처리실시전에 시효

처리를 먼저 실시하였고, 시효처리 + 침질탄화처리

(Aging + NC treatment)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체

계적인 연구가 수행되었다.

2. 실험방법

플라즈마처리를 위해 직경 16 mm AISI 630 마르

텐사이트계 석출경화형 스테인리스강의 압연봉재를

절단하여 디스크 형태의 시편 (φ16 mm × h3 mm)

으로 가공하였다. 이 시편을 1050oC에서 30 mim 가

열한 다음 물속에서 담금질하여 용체화처리하였다.

AISI 630 마르텐사이트계 석출경화형 스테인리스강

의 조성을 표 1에 나타내었다. 용체화처리된 시편

은 본 논문에서 “bare”로 표시하였다. 시편을 280,

400, 800 및 1200의 그릿 크기를 갖는 SiC 에머리

종이로 연마한 다음, 0.05 μm 알루미나 페이스트로

연마하여 최종 경면을 얻었고,마지막으로 시편을 초

음파 세척기에서 알코올로 세척하였다.시효처리는

별개의로를 이용하지 않고 열선이 장착되어 있는

플라즈마질화 설비의 진공용기에서 바로 실시하였

다. 경면연마된 시편을 진공용기에 있는 시편 홀더

에 장착하였다. 이때 시편 홀더는 음극으로 작용하

고 진공용기 벽은 양극으로 작용하고 접지하였다.

초기에 진공용기는 기계식 회전식 펌프를 사용하여

50 mTorr 이하로 배기를 실시하였다.시효처리 전에

시편표면의 불순물 및 표면 산화물 층을 없애기위

하여 시효처리 온도에 도달하면 Ar 및 H2를 사용

하여 최소 40 min 동안 시편표면에 스퍼터링을 실

시하였다. 시효처리 공정과정에서 시편의 산화를 방

지하기 위해 불활성 기체인 Ar 가스를 진공용기에

주입하였다. 최적의 시효처리 온도와 처리시간은 상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wt.%) of AISI 630 martensitic precipitation hardening stainless steel.

Materials Fe C Si Mn P S Ni Cr Mo Cu

AISI 630 Bal. 0.035 0.386 0.716 0.027 0.001 4.131 15.349 0.094 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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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으로 냉각된 시편의 표면및 내부경도를측정하여

결정되었다.

시효처리 + 침질탄화처리는 최적조건으로 시효처

리 후 시편을 상온으로 냉각하지 않고 바로 플라즈

마처리를 연속으로 실시하였다.플라즈마공정을시작

하기 전에 질소 및 탄소 원자가 쉽게 침투할 수 있

도록 시편 표면에 미세 결함을 만들기 위해 400oC

의 온도에서 Ar과 H2를 사용하여 프리스퍼터링을

40 min 이상 다시 반복하였다.프리스퍼터링이 끝나

면배기 후연속으로 H2, N2 및 CH4로 구성된 혼합

가스를 진공용기에 주입하여 4Torr의 일정한 압력

이 유지되도록 하고 처리온도에서 15시간 플라즈마

침질탄화 처리하였다.플라즈마공정 중에 고정된

400 V 전압 바이어스의 영향으로 질소, 수소 및 메

탄가스가 이온화되어 시편에 침투된다.처리온도 및

N2 가스 양을 각각 400oC 및 25%로 일정하게 유

지시키고, CH4 가스의 양을 0%~6%로 변화시키는

다양한 침질탄화공정을 실시하였다. 이 공정이 끝

난 후 바이어스 전압을 0으로 낮추고 시편이 산화

되지 않도록 200oC까지 냉각시킨 다음 진공용기에

서 시편을 제거하였다.

플라즈마침질탄화 처리된 시편의 단면 미세조직

을 관찰하기 위해 SiC 연마지와 알루미나 슬러리

를 이용하여 경면처리 후 Vilella 시약(1 g picric

acid + 100 mL 에틸 알코올 + 5 mL HCl)에 약

1 min간 부식시켜 광학현미경(Olympus BX51M)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Rigaku D / Max-200 X- 선

회절계를 사용하여 Cu-Kα 방사선 (λ = 1.544Å)을

사용하여 처리된 표면에 형성된 상을 분석하였다. 마

이크로 경도측정은 디지털 마이크로비커스 경도시험

기 Matsuzawa MMT-X7B로 압입하중 0.94 N (100 g)

및 하중시간 10초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표면에서

깊이에따른 질소와 탄소의 농도분포를 분석하기 위

해 처리된 시편의 GDOES (Glow Discharge Optical

Emission Spectrometry) 분석은 포항산업과학연구원

(RIST)에 의뢰하여 실시하였고, 분석 방법은 Zn도

금 층 정량분석 프로그램인 Zn method를 이용하였

으며, 700 V, 20 mA로 측정하였다.

시편의 내식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동전위분극실험

을 실시하였다. 실험장치는 3극 Cell 내에서 PC로 제

어되는 Potentiostat (Princeton Applied Research

VersaSTAT 3)를 이용하여, 기준전극은 3.5% KCl

Ag/AgCl 전극을 사용하였다. 상대전극으로 Pt 망을

사용하고 스캔범위는 -0.5 V~2.0 V, 스캔속도는

1 mV/s로 고정하였다. 상온의 3.5% NaCl 수용액을

전해액으로 사용하였으며, 노출면적은 0.785 cm2으

로 설정하였다. 높은 부식전위 (Ecorr)와 낮은 전류

밀도 (Icorr)는 높은 내식성을 나타낸다. 부식 후, 시

료의 부식된 표면을 Olympus SZ61TRC 스테레오

현미경을 사용하여 관찰하였다.

표면에서 Cr 양이온 분율 및 질소농도 (at. %) 측

정은 KBSI (부산)에서 X선광전자 분광기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VG Scientific

Escalab 250를이용하여 수행되었다. 1eV 및 0.05eV

의 분해능에서 고분해능 스펙트럼을 얻었다. 모든

결합에너지는 284.6 eV의 C1s 코어 레벨 피크를기

준으로 결정되었다.

3. 결과 및 고찰

그림 1(a)는 630 마르텐사이트계 석출경화형 스

테인리스강에서 시효처리 시 처리온도 (380oC 에서

430oC 까지)의 변화에 따른 XRD패턴이다. 실제로

미처리된 시편과 시효처리된 시편 사이의 XRD패

턴에는 큰 변화가 없다. α'-Fe 상에 단지 두 개의

피크가 있다. 즉 마르텐사이트 상을 나타내는 α'(110)

및 α'(200) 피크를 갖는다. 그림 1(b) 및 그림 1(c)

는 시효처리 온도 (380oC 에서 430oC 로 8 시간 유

지) 및 시효처리 시간 (400oC 에서 2 시간에서 8 시

간)의 변화에 따른 표면경도 및 내부경도 값을 보

여주고 있다. 표면경도 및 내부경도(bulk hardness)

는 시효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반면,

시효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거의 일정하게 유

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시효처리된 시편

모두 미처리된 시편의 경도 값보다 높은 값을 가진

다.따라서 시효처리시 표면경도 및 내부경도는 시

효처리 시간보다 시효처리 온도에 더 민감하게 의

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시효처리시 경도의 증가

는 매트릭스와 정합을 형성하는 BCC 결정구조의

미세한 Cu 석출물의 생성에 기인된다. 450oC 에서

5 시간 시효처리를 실시할 경우 최대의 경도를 얻

을 수 있고 그 이상의 온도 및 시간에서는 경도가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3]. 본 연구에서는 스테인

레스강의 내식성을 저해하지 않는 온도, 즉 430oC

이하에서 실험하였다[6]. 따라서 온도가 380oC 에

서 430oC 증가함에 따라 매트릭스와 정합을 이루

는 미세한 Cu 석출물의 수가 증가하여 경도도 증

가한다고 판단된다.표면경도는 430oC 에서 8 시간

동안 처리하면 약 480 HV0.05로 증가하며, 미처리된

시편의 표면경도 값은 약 350 HV0.05이다. 반면,

400oC에서 2 시간 동안 처리하였을 경우, 표면경도

는 440 HV0.05로 증가하였으며, 시효처리가 진행됨

에 따라 표면경도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시효처리 온도가 높을수록 시효처리된 시편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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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경도 및 내부경도가 증가하고 시효처리 시간의

증가는 표면경도 및 내부경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그림 1(d)는 처리온도

에 따른 동전위 양극분극곡선이다.처리온도가 증가

할수록 내식성이 미약하게 저하되는 것을 알 수 있

다. 380oC 에서 처리된 시편은 내식성은 좋으나 표

면경도 및 내부경도가 낮고, 430oC 에서 처리된 시

편은 표면경도 및 내부경도가 400oC 보다 높으나,

내식성이 400oC 보다 못한 것이 부식시험결과로 밝

혀졌다. 따라서 침질탄화처리 전에 실시될 시효처

리의 최적온도로 400oC로 선택하였다.그리고 플라

즈마침질탄화 처리도 400oC에서 실시되므로 시효

처리로부터 침질탄화 처리까지 동일한 온도에서 실

시되므로 진공로의 추가적인 조작없이 공정이 빠르

Fig. 1. Results obtained from only aged AISI 630 samples. (a) XRD analysis with various aging temperature, (b)
Comparison on surface hardness and bulk hardness at various aging temperature for 8h, (c) Comparison on
surface hardness and bulk hardness at various aging time at 400oC,  (d) Anodic Potentiodynamic Polarization
curves of the treated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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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다[9]. 그리고 400oC에서

2 시간 시효처리시 시편의 표면경도는 그보다 장시

간처리된 시편과 비슷하나 내부경도는 조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데, 이는 미세한 Cu 석출물이

매트릭스 전체에 완전히 형성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 시간의 시효처리 시간은 석출

경화에 충분하지 않고, 4 시간 이후로 내부경도가

거의 일정하므로, 4 시간의 시효처리 시간을 최적

의 시효처리 시간으로 선택하였다.

침질탄화처리는 400oC 에서 25% 질소의 질화 분

위기에서 메탄(CH4) 비율을 0%에서 6%로 변경하

여 실시하여 두꺼운 α'N 층, 높은 표면경도 및 우수

한 부식거동을 얻기 위한 최적 조건을 연구하였다.

그림 2(a)는 처리된 시편의 XRD 패턴을 보여준다.

Fig. 2. Results obtained from only Nitrocarburizing process of AISI 630 samples. (a) XRD analysis (b) GDOES
analysis, (c to f) Microscopic view of the cross section of treated samples, (g) Comparison on surface hardness and
α'N layer thickness, (h) Anodic Potentiodynamic Polarization curves of the treated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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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3o 에서 다른 피크보다 상대적으로 강도가 높

은 피크는 철, 철탄질화물(ε-Fe2-3 (N,C)) 및 크롬질

화물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상과 일치하지 않으

므로, Kim et al. [10]에 의해 제안된 질소가 과포

화된 확장 마르텐사이트 (α'N)상으로 판단된다. 그

리고 XRD 패턴은 메탄의 양이 증가하면 Cr2N의

피크의 강도가 감소하여 Cr2N 석출물 형성이 감소

하는 것을 보여준다. ε-Fe2-3(N, C) -철탄질화물은 약

38o 에서 낮은 강도로 펼쳐져 있는 피크를 나타내

고, 약 44o에서 Cr2N 피크와 중복된다. ε-Fe2-3(N, C)

-철탄질화물 및 Cr2N 피크를 개별적으로 식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4% 및 6% 메탄 비율로 처리

된 시편에서 α'N상의 피크가 보다 더 높은 강도 및

더 날카로운 피크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는 처리

된 표면이 보다 우수한 결정질을 나타내며, 그 결

과 시편의 내식성이 훨씬 향상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2(b)는 침질탄화처리된 시편표면의 GDOES
(Glow Discharge Optical Emission Spectrometry)

분석을 보여준다.처리된 시편의 표면으로부터의 깊

이에 따른 질소함량(wt. %) 및 탄소함량(wt. %)이

나타나 있다. 이때 CH4-N 및 CH4-C는 각각 지정된

메탄농도에서 질소및 탄소의 중량비(weight percent)

를 의미한다. 메탄의 첨가는 탄소함량(wt. %)이 증

가되는 반면, 시편의 침질탄화처리된 표면에서 질

소함량(wt. %) 및 질소침투깊이를 감소시킨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GDOES 결과로 부터, 광학현미경

사진 (그림 2(c~f))에서 관찰되는 α'N 층의 두께는

주로 질소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정격

자를 통한 질소 확산의 양이 많을수록 α'N 층의 두

께가 더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질소침투

깊이는 미세조직 사진에서 백색 층으로 나타나는

층 두께를 결정한다. 이러한 이유로, 메탄의 증가는

침질탄화처리된 시편표면에서 질소함량(wt. %) 및

질소침투깊이를 감소시키므로 α'N 층 두께를 감소

시킨다. 미세조직 사진에 보이는것처럼 메탄 비율

을 증가하면 α'N 층 두께는 약간 감소하지만 α'N 층

내의 Cr2N 석출물 형성을 보여주는 어두운 선도 감

소하여 α'N 층이 매우 깨끗해졌으며 이는 내식성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림 2(g)는 메

탄 비율에 따른 침질탄화처리된 시편의 α'N 층 두

께와 표면경도의 관계를 보여준다. 메탄 비율이 0%

에서 6%로 증가할 때 α'N 층 두께는 약 17 μm에서

7 μm로 감소하였고, 표면경도 값은 메탄 비율에 관

계없이 거의 동일하며, 평균 약 1300 HV0.05이다. 그

림 2(b)의 GDOES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α'N 층

이 질소가 과포화된 마르텐사이트 층이므로, 시료

의 표면에서부터 내부로 질소의 유입은 질화 가스

분위기 내에서 메탄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

다. 또한 그림 2(b)는 메탄 비율 0%에서 질소에만

의한 단독 침투깊이와 메탄비율 3%, 4% 및 6% 에

서 질소 및 탄소에 의한 동반 침투깊이가 거의 동

일함을 보여준다. 이는 질소 및 탄소의 침투깊이를

의미하는 경화층 두께가 메탄 비율에 상관없이 일

정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메탄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질소 유입의 감소로 인해 α'N 층 두께가 감소

하지만, 경화층 두께가 거의 같으므로 표면경도는

감소하지 않고 거의 동일하게 유지된다. 또한 BCC

철에서 탄소 확산 계수는 질소 확산 계수보다 크다.

J.R.G. da Silva et al. [11]에 의하면 b.c.c. 결정구조

를 가진 철에서 C 원자를 팔면체 자리(octahedral

site)에서 인접한 사면체 자리(tetrahedral site)로 이

동시키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N 원자에 해당하는

에너지보다 작다고 보고되어 있다. 따라서 탄소는

질소보다 표면에서 내부로 더 깊게 확산할 수 있다.

마르텐사이트 결정구조는 b.c.c 결정구조보다 더 치

밀하게 적층되어 있기 때문에, 질소는 탄소 원자에

의해 정지되어져서 α'N 층의 추가적인 형성을 제한

한다.

그림 2(h)의 양극동전위분극 곡선에서 볼 수 있

듯이, 내식성은 메탄 비율이 3%에 이를 때까지 미

처리재보다 감소하고 메탄 비율이4%이상에서는 미

처리재와 비교하여 매우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5% CH4로 처리된 시편에서 최고의 부식거동을 보

여주고, 이때 부식전위는 미처리된 시편의 -0.217 V

에서 -0.052 V로 증가하였으며, 부식전류밀도도 미

처리된 시편의 1.031 μA/cm2 에서 0.127 μA/cm2로

감소하였다. 또한 공식전위(pitting potential)도 미처

리된 시편의 0.05 V와 비교하여 약 1.3 V로 매우 높

다. 따라서 4% 및 5% CH4로 처리된 시편에서 높

은 부식전위, 높은 공식전위및 낮은 전류밀도를 보

여주므로 최고의 내식성을 얻을 수 있다. 비록 메

탄 비율이 5%를 초과하여 6%에 도달하면 내식성

이 약간 감소하더라도, 여전히 미처리된 시편보다

우수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메탄 비율이 내

식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려면 추가 연구가 필

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림 4(a~f)는 양극동전위분극

시험 후 시편표면을 실체현미경을 사용하여 저배율

로 관찰한 것이다. 4% CH4로 처리된 시편(그림

4(d))은 미처리된 시편(그림 4(a)) 및 다른 메탄 비율

로 처리된 시편 (그림 4(b~c, e))과 비교하여 공식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매우 깨끗한 표면을 보여주고 있

어서 내식성이 매우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내식성에서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사료된다.

위에서 논의한 메탄의 영향을 고려할 때, 메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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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4%이상으로 증가시키면 침질탄화처리된 시편

의 α'N 층 두께가 감소하는 반면, 내식성은 증가한

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4% CH4로 처리된 시편은

5% CH4로 처리된 시편과 거의 동등하게 내식성이

좋으며, α'N 층의 두께도 5% CH4로 처리된 시편의

약 7 μm과 비교하여 더 두꺼운 약 9 μm 이다. 따

Fig. 3. Results obtained from aging+Nitrocarburizing process of AISI 630 samples. (a) XRD analysis, (b & c)
Microscopic view of the cross section of treated samples, (d) Comparison on surface hardness and α'N layer
thickness, (e) Anodic Potentiodynamic Polarization curves of the treated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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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추가 연구를 위한 최적의 메탄 조건으로 4%

CH4가 선택되었다.

α'N 층의 두께를 한층더 증가시키고, 내식성을 더

욱더 향상시키기 위해 침질탄화처리 공정을 실시하

기 전에 시효처리(Aging)가 실시되었다. 그림 3은

시효처리및 그 직후 최적공정조건(25% N2, 400oC

에서 4% CH4)에서 실시된 침질탄화처리 공정의 모

든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3(a)에 표시된 XRD 패

턴에서 알 수 있듯이, 침질탄화처리(Nitrocarburizing

:NC) 와 시효처리 + 침질탄화처리(Aging + NC)된

시편 사이의 상 변화가 거의 없다. 그림 3(b & c)

의 미세구조에서 볼 수 있듯이, α'N 층은 침질탄화

처리 공정보다 시효처리 + 침질탄화처리 공정에서

훨씬 깨끗하고, α'N 층의 두께도 약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3(d)의 α'N 층 두께와 표면

경도를 비교한 도표에서, 시효처리가 추가되어지면

표면경도 값은 약 1300 HV0.05로 침질탄화처리만 실

시한 경우 1265 HV0.05 와 비교하여 미약하게 증가

하며, α'N 층 두께도 약 9 μm에서 약 11 μm로 증가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e)의 양극동전위분

극 곡선에서 볼 수 있듯이, 시효처리 + 침질탄화처

리된 시편에서 내식성이 매우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부식전위는 NC처리된 시편의 약 -0.123 V에

서 약 0.065 V로 증가하였으며, 부식 전류밀도도 약

0.26 μA/cm2에서 약 0.18 μA/cm2로 감소하였다. 따라

서 시효처리와 플라즈마침질탄화 처리를 연속으로

실시할 경우 부식전위는 미처리된 시편의 -0.217 V

보다 약 0.28 V나 높고, 부식 전류밀도도 미처리된

시편의 1.031 μA/cm2 에 비하여 1/10 수준이어서 내

Fig. 4. Microscopic View after potentiodynamic
polarization test of all the treated AISI 630 samples,
(a) Untreated sample, (b to e) Samples
nitrocarburized only with changing methane percent,
(f) effect of aging on nitrocarburizing.

Fig. 5. XPS depth concentration profiles. (a) cationic
fraction of Cr ([Cr]/[Cr+Fe]) and (b) nitrogen
concentration [N (At.%)] in depth for the passive film
for passivated surface on AISI 630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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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4(f)와 같은 양극동전위분극시험 후 부식된 시

험표면을 관찰한 결과, 시효처리 + 침질탄화처리된

시편에서 다른 공정조건에서 처리된 시편에서 관찰

되는 공식이나 틈새부식이 거의 발견되지 않아서,

내식성이 매우 향상된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는 미처리재, 침질탄화처리(Nitrocarburizing

:NC) 시편, 및 시효처리 + 침질탄화처리된(Aging +

NC:A+NC)시편의 표면에서 내부로 깊이에 따른

XPS depth profile로서 그림 5(a)는 Cr ([Cr]/[Cr +

Fe])의 양이온 분율, 그림 5(b)는 질소농도 (at. %)

를 나타내는 자료이다. Cr 양이온 분율로부터, 모

든 시편의 부동태 피막 두께는 약 3 nm (피막/금속

계면은 화살표로 표시)로 추정된다. 그림 5(a)의 Cr

의 양이온 분율 XPS depth profile에서 Aging +

NC 및 NC처리된 시편의 부동태 피막 표면의 [Cr]/

[Cr+Fe]는 미처리된 시편과 비교하여 각각 1.4 배

및 1.06 배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5(b)는

시효처리 + 침질탄화처리된 시편의 표면에서 질소

농도 (at. %)가 침질탄화처리또는 미처리된 시편의

표면 질소농도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내공식

지수(pitting resistance equivalence number:PREN)

는 스테인리스강의 내공식성을 연구하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다. Bell의 연구[12]에 따르면 PREN =

% Cr + 3.3 (% Mo) + 16 (% N)으로 표현된다.

질소는 내공식지수 식에 16의 상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표면의

질소함량 (at %)이 시효처리 + 침질탄화처리된 시

편은 다른 시편보다 우수한 내공식성을 나타낸다.

침질탄화처리및 시효처리 + 침질탄화처리된 시편

의 내식성이 높은 이유는 표면의 질소농도가 높으

면 산성 용액이 잠겨있는 구멍(acid pit)에서 NH4

+

(N + 4H+ + 3e-> NH4

+)의 형성과 관련하여 pH가

증가하여 부동태 능력을 증가시켜서 부식속도를 지

연시킨다는 것을 가능한 메커니즘으로 설명할 수

있다[13]. 요약하면, 시효처리 + 침질탄화처리된 시

편의 부동태 피막은 침질탄화처리및 미처리된 시편

과 비교하여 피막의 Cr 농도 및 N 농도의 증가로

인해 보다 보호성이 증가되어서 탁월한 내식성을

보여준다.

4. 결 론

1. AISI 630 석출경화형 스테인리스강 시편에 시

효처리와 플라즈마침질탄화 처리를 연속으로 실시

할 경우 다른 공정조건에서 처리된 시편보다 높은

부식전위, 높은 공식전위및 낮은 전류밀도를 보여

주므로 최고의 내식성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부

식된 시험표면에서 공식이나 틈새부식이 거의 발견

되지 않아서, 내식성이 매우 향상된 것을 다시 확

인할 수 있다. 다른 공정조건에서 처리된 시편보다

시효처리 + 침질탄화처리된 시편에서 더 나은 내

식성을 보여주는 이유는 부동태 피막층에서 높은

크롬과 질소 농도 때문이고, 이는 XPS 분석에 의

해 확인되었다.

2. 또한, AISI 630 석출경화형 스테인리스강에 시

효처리 + 침질탄화처리를 실시하면 표면경도는 침

질탄화처리만 실시한 경우 1265 HV0.05 와 비교하여

미약하게 증가하나, 미처리된 시편의 약 358 HV0.05

에서 약 1300 HV0.05으로 거의 4배 증가한다.그리고

α'N 층 두께는 침질탄화처리 공정시 얻은 약 9 μm

보다 약간 두꺼운 약 11 μm에 도달한다.

3. 더 두꺼운 α'N 층 두께, 더 높은 표면경도 및

우수한 내식성을 얻기 위하여 실시된 본 연구에서

선택된 공정조건 중 최고의 물성은 “400oC 에서 4

시간 시효처리후 동일한 온도에서 연속적으로 방전

전압 400 V에서 25% 질소 및 4% 메탄가스로 15시

간 동안 침질탄화처리”의 공정조건에서 얻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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